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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 학생들은 함께 활동을 할 때, 결과만 생각한 나머지 잘못하는 학생이나 장애학생의 참여할 수 있는 부분
의도 까지 혼자하려 할 때가 많다. 이에 공평하게 참여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.
자료 PPT 5차시(토끼와 거북이), 안대, 수건, 책상, 의자, 4D블록, 바구니
단계 학습과정
학습목표 제시

학습활동
무엇이 공평하고 불공평한지 구분하며 공평한 게임을 만들 수 있다.
<활동1> 누가 이길까?

도입
안내

분

1’

<활동2> 불공평 게임? 공평한 게임!

자료(▶) 및
유의점(*)
* 공평과 불공평의
단어에 대해 학생들
이 정확하게 아는지
확인해야 함.

<활동3> 돌아보기
◉ 누구에게 공평할까요?
-‘토끼와 거북이’에 관한 PPT 보기

활동1

․ 여러 조건의 시합이 누구에게 유리한지 생각하기

▶ ppt 5차시
▶시각장애인축구

․ 과연 이러한 시합이 공평한 시합인지 고민하기

https://www.yout
ube.com/watch?
v=dbbXk1g1fH0

-‘시각장애인 선수와 일반선수와의 축구시합’
․ 축구시합을 할 때 누구에게 불공평할지 생각해보기

전개

․ 눈을 가리고 시합을 하는 것이 공평한지 불공평한지 생각해보기
․‘시각장애인 축구’영상 보기
․ 과연 이러한 시합이 공평한 시합인지 고민하기
◉ 불공평 게임? 공평한 게임!

▶ 안대, 수건
▶ 의자, 책상

- 불공평 게임하기

▶ 바구니

․ 두 명 중 한명만 안대를 쓰기

▶ 4D블록(2색깔)

․ 최대한 자기 자리로 빨리 돌아오기
활동2

․ 누가 가장 유리한 게임인지 이야기 해보기

* 1모둠 당 3명임

37‘ 따라서 1명의

- 공평한 게임 만들기
․ 2가지 색의 4D블록 여러 개, 바구니, 안대를 제공하기(모둠별)

있는지 고민해야 함.

․ 각각의 바구니에 같은 색의 블록을 담기
․ 공평한 게임을 위해 어떻게 규칙을 만들어야 할지 고민하기
◉ 돌아보기
- 축구공, 롤러코스터 만드는 사진 보기
․ 지난 시간 동안 조원들과 함께 했던 사진들을 보기
활동3

․ 함께 할 때 잘 참여하지 못한 조원들을 찾아보기
․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잘 참여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불공평했는지 고민하기
․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참여하기 위해 어떤 배려가 필요한지 고민해보기
․ 이후 활동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다짐하기

다음차시 ◉ 다음시간에 공부할 내용 안내하기
정리 안내하기 - 4D프레임 지오데식 돔 작품 만들기 안내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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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대

쓴 학생이 공평하게
게임에 참여할 수

2’

수업 후기 및 소감
특수교육대상학생은 이렇게 수업에 참여했어요!
☞ 활동 2에서 각 조에 필요한 안대와 4D블록을 챙겨가는 역할을 수행하였음.
(활동1) 누구에게 불공평할까요?
☞ ‘활동1’에서 학생들은 처음부터 불리한 상황을 발견하고 그것이 바로 불공평임을 깨달아야 함.
아직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토끼와 거북이의 2가지 경기유형, 시각장애인 축구선수와의 축구
시합이 처음부터 불공평한 상황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함. 어떤 학생은 이 시합은 처음부터 한쪽이
이길 수 밖에 없는 시합이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함.
(활동2) 불공평한 게임? 공평한 게임
☞ ‘활동2’에서 학생들은 불공평 게임을 시합해보고, 공평한 게임 만들기를 해보아야 함. 각 조마다
안대와 두 가지 색의 4D블록과 2개의 바구니를 제공하고, 조원 모두가 공평한 게임이 되기 위해서
규칙을 만들어보라고 주문을 함. 대체로 어려워 했으며, 최대한 안대를 쓴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
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함. 학생들은 안대를 쓴 사람이 색 분류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방안을
몇 가지 찾았는데 다음과 같음. 첫째, 한쪽 색의 블록에 유리 테이프를 붙이면 함께 구분하기를 할
수 있다. 둘째, 분류하는 것은 안대를 쓰지 않은 학생이 하고 4D블록을 손으로 집어 넘겨주는 역할
을 안대를 쓴 학생이 한다.
활동 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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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차시 도움자료(PPT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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